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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브러시 헤드 사용
 VisaPure 제품의 브러시 헤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
면 VisaPure 사용 설명서를 읽거나 
www.philips.co.kr/skincare 
로 이동하십시오.
이 브러쉬 헤드는 모든 VisaPure 모
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체
최적의 효과를 위해 최소 3개월마다 
필립스 VisaPure의 브러시 헤드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
용 브러시 헤드는 6개월마다 교체해 
주십시오.

브러시 헤드 구매
교체용 브러시 헤드는 웹 사이트
(www.mall.philips.co.kr) 또는  
필립스 VisaPure의 구입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JA 
ブラシの使用方法について
詳細はフィリップス ビザピュア本体の
取扱説明書またはフィリップスホー 
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ホームページアドレス　 
http://www.philips.co.jp/
ビザピュアシリーズであればどのタイ
プでもお使いいただけます。

ブラシの交換
洗浄力を保つため、また衛生上の理由
から、ブラシは定期的に交換しましょ
う。推奨されるブラシの交換時期は、 
3カ月ごと（エクスフォリエーションブラ
シは6カ月）です。

替えブラシは、 
本体をお買い求めの販売店でご購入
いただけます。

 EN 
Using the brush head
For more information about using  
the brush head with VisaPure, read  
the user manual of VisaPure or visit  
www.philips.com/support. 
You can use these brush heads with 
all VisaPure models.

Replacement
For optimal results, we recommend 
replacing the brush head of your  
Philips VisaPure at least every 3 months. 
The exfoliation brush head should be 
replaced every 6 months. 

Buying brush heads
Replacement brush heads are available 
from our website  
www.shop.philips.com/service  
or from the shop where you purchased 
your Philips VisaPure. 

SENSITIVE brush head (SC5991)
敏感肌用ブラシ (SC5991)

EXFOLIATION brush head (SC5992)
エクスフォリエーションブラシ (SC5992)

EXTRA SENSITIVE brush head (SC5993)
エクストラセンシティブブラシ (SC5993) NORMAL brush head (SC5990)

ノーマル肌用ブラシ (SC5990)

DEEP PORE brush head (SC5996)
毛穴ディープクレンジングブラシ (SC5996) 

1  Daily cleansing / 매일 클렌징 / 毎日のお手入れに

2   Special needs and care /  
특별한 목적 및 관리 /  
肌悩み別

3   Weekly exfoliation /  
매주 각질 제거 /  
週に１度の古い角質の除去



Replacement brush heads 
교체용 브러시 헤드 
ビザピュア ブラシ ラインナップ

   
 

Brushhead type Normal (SC5990) Sensitive (SC5991) Extra Sensitive (SC5993) Deep Pore Cleansing (SC5996) Exfoliation (SC5992) 

 EN    Intended use daily cleansing gentle daily cleansing extra gentle daily cleansing daily deep pore cleansing to help 
reduce blackheads

weekly exfoliation to remove dead 
skin cells *

Skin type normal skin, combination skin, oily skin sensitive skin extra sensitive skin or dry skin all skin types all skin types

Replacement after 3 months after 3 months after 3 months after 3 months after 6 months

*Only use this brush head with your daily cleanser, not with an exfoliation product.

브러시 헤드 유형 일반 (SC5990) 민감 (SC5991) 매우 민감 (SC5993) 모공 딥 클렌징 (SC5996) 각질 제거 (SC5992) 

 KO   용도  매일 클렌징 매일 부드럽게 클렌징 매일 더욱 부드럽게 클렌징 매일 모공 딥 클렌징으로 블랙
헤드 감소

매주 각질 제거(주 1회 사용 
권장)

피부 타입 중성 피부, 복합성 피부, 지성 
피부

민감한 피부 매우 민감한 피부 또는 건조
한 피부

모든 피부 유형 모든 피부 유형

교체 3개월 후 3개월 후 3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매일 사용하는 클렌저와 함께 이 브러시 헤드를 사용하십시오. 각질 제거용 클렌저와는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ブラシのタイプ ノーマル肌用ブラシ   
(SC5990) 

敏感肌用ブラシ   
(SC5991)

エクストラセンシティブブラシ 
(SC5993)

毛穴ディープクレンジングブラシ  
(SC5996)

エクスフォリエーションブラシ  
(SC5992) 

 JA  用途 毎日のお手入れに 肌にやさしいお手入れをした
い時に

特に肌が敏感・乾燥に傾いた
時に

毛穴の黒ずみが気になる時に 古い角質を除去する週に１度の
お手入れに

肌タイプ（推奨）  ノーマル肌、混合肌、オイリー肌 敏感肌 特に敏感な肌・乾燥しがちな肌 全ての肌タイプ 全ての肌タイプ

 交換時期（推奨） ３カ月ごと ３カ月ごと ３カ月ごと ３カ月ごと ６カ月ごと

*普段お使いの洗顔料と一緒に使えますが、粗い粒子などを含む洗顔料は避けてください。


